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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연방 

정부에 대한 소송에 뉴욕주가 동참한다고 발표 

 

공정 주택 규정(Fair Housing Rule)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 뉴욕 

 

차별에 의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표인 소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연방 정부에 대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연방 

주택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차별에 의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 정부 및 

주정부에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뉴욕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Rule, AFFH Rule)을 계속 시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킨 결정을 뒤엎기 위해, 공정 주택 

옹호자 그룹이 제기한 국내 소송에 참여한 미국의 첫 번째 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주택 도시 개발부(HUD) 장관으로서, 저는 

차별로부터 주택 거래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욕은 주택 권리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동안의 

성과가 연방 정부로 인해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한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차별에 의한 

분리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Barbara D. Underwood 검찰총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은 차별에 의한 주택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Trump 행정부는 연방 정부 기금의 조건으로 차별에 의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지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규정을 현재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Trump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우리의 주를 퇴보시키고 있는 



 

 

또 다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에 동참할 

것입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이 1968년에 통과된 이후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에 대한 의무가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모든 기금에 적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Obama 행정부 하에서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정액 보조금을 받는 지방 정부 및 주정부의 

준수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연방 정부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을 통해 기금 수령기관에 대한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민권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며,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금 수령기관을 독려했습니다. 

 

Trump 행정부 하인 지난 1월에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공정한 주택 거래 

평가(Assessment of Fair Housing)라고 불리는 심층적인 분석을 지방 정부가 실시해야 

한다는 요건의 이행을 연기했습니다. 이 평가는 차별에 의한 주택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지의 통합을 장려하며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기위한 작업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규정은 또한 연방 주택 기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정한 주택 거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택 도시 

개발부(HUD)는 이 요건의 시행을 보류시켜서 뉴욕의 관할 구역 40 곳과 미국 전 지역의 

관할 구역 약 1,000 곳에 배분한 연간 55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에 대한 민권 감독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사실상 중지시켰습니다. 

 

전국 공정한 주택 거래 연합과 기타 대 Carson (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 et al v. 

Carson) 사건은 공정한 주택 거래 평가(Assessment of Fair Housing)를 위해,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의 요건 시행을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민권 단체들의 법적인 이의 제기입니다.  

 

뉴욕은 공정한 주택 거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정부에 요구하는 이 

중요한 민권 소송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의 요건 시행을 보류하여,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수년간 이 법정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 사건에 동참하는 뉴욕주의 행보를 통해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따라 공정한 주택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택 도시 개발부(HUD)에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의 보류는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공지 

및 대중의 여론을 요구하는 연방법을 따르지 못했고,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 요건 시행의 보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주정부의 개입 행보는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할 경우, 뉴욕주 주민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을 입중하는 증거에 의해 타당성이 뒷받침됩니다. 

 

뉴욕주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거래 장벽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기본 가치에 대한 공약을 계속 지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합법적인 소득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 주민 수천 명이 더욱 쉽게 주택을 구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공정한 주택 거래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서 작성 건으로 임대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정부의 개입 

행보는 뉴욕주 전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한 차별과 분리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에서 보장한 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의 Kristen Clarke 위원장 겸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민권법 중 하나인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신 뉴욕에 감사드립니다. Martin Luther King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분이 암살되신 직후에 통과된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가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Rul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규정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소송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우리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주택 거래 

기회를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주는 다시 한 번 연방 정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권법을 퇴보시키는 데 대처하여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인종적 정의 

프로그램(Racial Justice Program)의 Dennis Parker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가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Rule)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지역 계획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많은 도시, 

타운, 카운티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뉴욕주 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와 공평한 주택 거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들이 의도적인 인종 차별 정책의 유산을 넘어서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들이 공정한 주택 거래 장벽에 대한 주의가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원조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인 조건은 

전반적으로 즉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ctions-support-fair-housing-all#_blank


 

 

전미 도시 연맹(National Urban League)의 Marc H. Morial 대표 겸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거지 분리주의는 미국에서 유색 인종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격차의 근원입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의 요건을 포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지역사회들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일자리, 교통, 양질의 공립 교육, 

적절한 영양, 의료 서비스 등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차별 정책에 의해 

유발되고 악화되어 갑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는 1 세기 넘게 전미 도시 연맹(National 

Urban League)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해 온 어렵게 싸워서 얻은 

성과를 퇴보시키는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모든 시도에 저항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의 Donna Lieberm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이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후에도, 뉴욕 지역사회는 인종에 따라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주택 거래의 분리주의는 뉴욕 주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 갑니다. Trump 행정부가 민권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호 정책중 하나의 

시행을 퇴보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분리주의를 철폐하고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공정하고 저렴한 주택 거래에 대한 Trump 

행정부의 퇴행적인 움직임에 반드시 반기를 들어야 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불법적인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irmatively Furthering Fair 

Housing Rule) 시행 보류에 맞서, 주택 거래 차별을 종식시키고 뉴욕 주민이 쉽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은 우리 이웃과 가정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싸움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님은 이러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뉴욕주의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Trump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공정한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 및 주택 거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공정한 주택 거래 강화 추진 규정(AFFH Rule)의 요건이 보류된 것 외에도, 주택 도시 

개발부(HUD) 장관인 Ben Carson 박사는 “차별이 없는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한다는 허울 좋은 말 뿐인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강령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도시 개발부(HUD)가 요건 시행 활동을 철회하고, 

차별을 일삼는 주택 공급 업체에 대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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